
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부서: 감사위원회

정책: 열린 감사행정 실현

단위: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(단위:천원)

부서ㆍ정책ㆍ단위(회계)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
전년도
예산액

비교증감

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

감사위원회 478,914 548,061 △69,147

열린 감사행정 실현 398,097 449,210 △51,113

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398,097 449,210 △51,113

생산적,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303,597 311,910 △8,313

201 일반운영비 56,260 57,000 △740

01 사무관리비 40,000 57,000 △17,000

◎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2,000

◎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2,000

◎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36,000

02 공공운영비 16,260 0 16,260

◎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6,260

202 여비 212,000 222,480 △10,480

01 국내여비 212,000 222,480 △10,480

◎종합감사 134,400

◎재무감사 31,500

◎특정감사 40,000

◎감사업무 시군평가 1,300

◎감사업무 연찬회 4,800

203 업무추진비 18,000 15,000 3,000

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,000 15,000 3,000

◎감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13,000

◎감사시책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2,000

◎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3,000

301 일반보전금 2,700 2,700 0

12 기타보상금 2,700 2,700 0

◎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2,700

308 자치단체등이전 14,637 14,730 △93

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,637 14,730 △93

◎청백-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4,637

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2,800 67,600 △24,800

201 일반운영비 7,500 8,400 △900

01 사무관리비 7,500 8,400 △900

◎도민감사관 연찬회 강사수당 900

◎도민감사관 연찬회 시설 임차 900

◎도민감사관 연찬회 표창패 제작 1,300

◎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 등 3,000

◎도민감사관 연찬회 홍보물 및 물품구입 1,400

202 여비 1,000 1,200 △200

01 국내여비 1,000 1,200 △200



부서: 감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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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도민감사관제 운영활동 추진 1,000

301 일반보전금 34,300 38,000 △3,700

09 행사실비지원금 33,300 37,000 △3,700

◎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7,000

◎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 1,300

◎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,000

◎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6,000

12 기타보상금 1,000 1,000 0

◎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1,000

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5,300 50,700 △15,400

201 일반운영비 21,200 23,000 △1,800

01 사무관리비 20,200 22,000 △1,800

◎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4,000

◎청렴홍보 9,000

◎청렴교육 6,000

◎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1,200

02 공공운영비 1,000 1,000 0

◎금융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비용 1,000

202 여비 3,400 4,000 △600

01 국내여비 3,400 4,000 △600

◎공직윤리 업무협의 850

◎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850

◎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,700

301 일반보전금 2,000 5,000 △3,000

12 기타보상금 2,000 5,000 △3,000

◎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2,000

303 포상금 8,700 8,700 0

01 포상금 8,700 8,700 0

◎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,000

◎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3,700

○최우수 1,000

○우수 1,500

○장려 1,200

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16,400 19,000 △2,600

201 일반운영비 5,400 6,000 △600

01 사무관리비 5,400 6,000 △600

◎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1,500

◎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,900

◎계약심사·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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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 여비 11,000 13,000 △2,000

01 국내여비 11,000 13,000 △2,000

◎계약심사·일상감사 업무점검 및 지도 11,000

행정운영경비(감사위원회) 80,817 98,851 △18,034

기본경비 80,817 98,851 △18,034

부서운영 기본경비 80,817 98,851 △18,034

201 일반운영비 56,367 67,603 △11,236

01 사무관리비 56,367 67,603 △11,236

◎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6,367

202 여비 12,150 19,008 △6,858

01 국내여비 12,150 19,008 △6,858

◎부서운영 국내여비 12,150

203 업무추진비 12,300 12,240 60

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,600 6,600 0

◎감사위원장 6,600
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,700 5,640 60

◎31인 이상 5,700




